인터넷 네트워크 테스터 (Ping Tester)
[주요 기능]
본 제품은 휴대형 장비로서 통싞선의
물리적 결함 및 네트워크의 통싞 결함
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입니다. 본 제품
은 UTP(Unshielded Twisted Pair) 케이
블을 사용하는 이더넷 통싞선 및 일반
유선전화선의 정상동작 여부를 판단하
므로, 통싞선 시공 및 보수 작업에 적합
합니다.

 이더넷 데이터 통신 및 유선전화 통신 정상 동작 판정
 핑 테스트 기능 지원 :
 고속 이더넷 통싞(10BASE-T, 100BASE-TX)
 통싞 속도 및 방식 자동 설정
 (Auto Negotiation: 10/100Mbps, Full/Half duplex)

 자동 MDI/MDI-X 크로스오버
 (다이렉트/크로스 케이블 타입 모두 지원)
 고정 IP 및 DHCP 설정 인터페이스
 사용 케이블의 물리적 결함 판정 :
 UTP 케이블의 각 와이어에 대한 물리적 연결 측정
 유선전화선 탐색
 유선 전화 기능 지원 :
 발싞자 번호 표시
 DTMF 다이얼링
 스피커폮
 휴대 용이성
 사용 편리성

[적용 분야]
 고속 이더넷 통신선의 시공 및 보수
 유선 전화선의 시공 및 보수

[제품 사양]
핑 테스트
네트워크 표준

IEEE 802.3/802.3u

네트워크 호환성

10BASE-T, 100BASE-TX
- 자동설정(Auto-negotiation) 지원
- 10/100 Mbps full and half duplex

MDI/MDI-X

자동 크로스오버 지원

메인 메뉴 – 모드 선택

LAN 케이블 테스트
테스트 방법

각 와이어(8픾)의 연결상태 판정
유선전화 – 발신자 번호 표시

유선 전화

발싞자 표시 표준

Bell 202A
- 변조방식 : FSK
- 마크
(1) : 1200+/-12Hz
- 스페이스 (0) : 2200+/-22Hz
- 전송률 : 1200+/-12baud

다이얼링 방법

DTMF

전화선 임피던스

600Ohm

스피커폮

지원

유선 전화선 탐색

일반
커넥터

RJ-45, RJ-11

디스플레이

2.3” 흑백 그래픽 LCD
- 백 라이트 지원

규격
(폭 x 높이 x 두께)

마스터 모듈
- 3.3” x 7.4” x 1.4”
- 84.1mm x 188mm x 34.9mm
리모트 모듈
- 3.3” x 2.4” x 1.5”
- 84.1mm x 60mm x 37.1mm

무게
(배터리 제외)

마스터 모듈 - 8.1oz. (230g)
리모트 모듈 - 2.1oz. (60g)

배터리

마스터 모듈
- 9V 알카라인(6LR61)
리모트 모듈
- 9V 알카라인(6LR61) / 9V 카본아연(6F22)

동작 온도

10℃ ~ 40℃

보관 온도

-10℃ ~ 60℃

상대 습도

90%

LAN 케이블 물리적 결함 테스트

네트워크 설정 – DHCP

네트워크 설정 – 고정 IP

기술 지원 문의처 :
(주)벡스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-35 금강빌딩 7층
TEL: +82-2-6274-0554 FAX: +82-2-6294-0554
Email: kyson@becscorp.co.kr

핑 테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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